
 

 

 
 

즉시 배포용: 2019 년 1 월 19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2019 년 여성 정의 어젠다(2019 WOMEN'S JUSTICE AGENDA) 발표  

  

모든 뉴욕주 여성을 위해 생식권, 경제 및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대담하고 

포괄적인 제안  

  

본 아젠다에는 강간 공소 시효 폐지, 대형 보험회사 그룹이 제공하는 체외 수정 서비스 

접근성 향상, 한부모 가정을 위한 가족 역량 강화 커뮤니티 컬리지 시범 프로그램(Family 

Empowerment Community College Pilot Program for Single Parents) 발족 등의 

의제가 포함. 아울러, 모든 비공개 협약에 임직원이 제기할 수 있는 특정 조항를 

포함하도록 의무로 규정.  

  

평등권 쟁취를 위해 계속 노력하였던 2018 여성 어젠다 성공에 기반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19 년 여성 어젠다(Women's Justice Agenda)를 

발표하였습니다. 대담하면서도 포괄적인 본 제안은 모든 뉴욕 여성을 위해 생식권과 

경제 및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주지사의 2018 년 여성 어젠다의 성공에 

기반합니다. 2019 년 여성 어젠다(Women's Justice Agenda) 전문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보다 여성과 소녀의 권리를 보호 및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 주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Roe v. Wade 와 기타 투쟁가들이 

이루어 온 가치를 퇴색시키려는 연방 정부의 시도로 인해 아직 안심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성희롱 방지법을 제정하고 생식 보건법(Reproductive Health Act, 

RHA)을 통과시키는 등, 뉴욕주가 이루어 낸 역사적 진전에 기반한 새로운 여성 정의 

어젠다는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워싱턴을 향한 질책이며, 뉴욕주는 언제나 이러한 

중요한 투쟁의 최전선에 머물 것입니다.”  

  

오늘 행사에서 연설한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달 전, 뉴욕주는 

생식 보건법(Reproductive Health Act)에 서명함으로써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이는 

우리가 수 년간 투쟁해 온 의제입니다. 사회적, 경제적, 인종적 평등 및 성평등을 

쟁취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여전히 많습니다. 2019 여성 어젠다는 뉴욕주가 이루어 온 

진보를 퇴색시키려 위협하는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이 정의한 이 시대에 계속해서 

행동하겠다는 뉴욕주의 노력이라 하겠습니다. 평등을 달성하는 것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볼 때, 새 시대의 평등권 개정안(Equal Rights Amendment, ERA), 즉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WomensReport021919.pdf


 

 

새 시대의 ERA 는 진화하였으며, 본 어젠다는 여러 면에서 진정한 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뉴욕주의 개선된 우선순위를 반영합니다.”  

  

Melissa DeRosa 주지사 비서관 겸 여성 및 소녀 위원회(Council on Women and Girls)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대담하고 적극적인 어젠다이지만, Cuomo 행정부는 

결코 소극적으로 투쟁하지 않습니다. 뉴욕주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수평으로 만들고, 

여성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뉴욕 주민이 자신의 

잠재력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성공을 가로막는 현실 및 

인식의 장벽을 없애고, 뉴욕주를 전 미국이 따라야 할 평등과 기회의 모델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미 RHA 가 통과됨으로써, 집단 옹호의 힘과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보다 적은 권리를 받아들이기 거부할 때 얼마나 강해지는지 목도하였습니다. 모든 

싸움을 똑같은 열정으로 치러 나가고 동일한 성과를 달성할 것입니다. Trump 대통령 

임기 2 년 동안 우리 중 많은 이들의 사기가 얼마나 저하되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면에서 이는 필요한 힘을 모으기 위한 경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자만을 행동으로 변화시켰고, 행동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목소리와 

의연함을 찾았으며, 이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19 여성 정의 어젠다의 중요 의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의 성희롱에 대한 보호 강화  

  

뉴욕주는 성희롱 퇴치에 있어 국가적 리더이며, 지난해 Cuomo 주지사는 2019 행정부 

예산의 일환으로 미국에서 가장 포괄적인 성희롱 방지 종합 법안에 서명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를 보호하고 피의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다음을 시행하는 법안을 제정하여 뉴욕주에서 진보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 “심각한 또는 만연한” 행동이라는 소송 구성 요건을 개정함으로써 뉴욕주 

인권법(New York Human Rights Law)에 따라 고용주에게 성희롱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출 것을 제안합니다.  

• 고용 계약서의 모든 기밀 유지 합의서(Non-Disclosure Agreements, NDA)에 

근로자는 여전히 주정부 또는 지자체에 괴롭힘이나 차별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고, 정부 조사에 과정에서 증언하거나 이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이 포함되도록 하여 직원의 민원 제기 권리를 보호합니다.  

• 직장에서 성희롱 교육 포스터를 눈에 띄게 게시하도록 모든 고용주에게 

요구함으로써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알 수 있도록 합니다.  

  

강간에 대한 공소시효 삭제  

  

강간 사건에서 공소시효 제한은 피해자가 앞으로 나서서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시간을 

재촉합니다. 특히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는 트라우마와 

침묵의 문화로 인해 소를 제기할 시간이 부족해지고는 합니다. 작년에 침묵 속에 수십 년 



 

 

동안 고통 당한 희생자들께서 자신이 겪은 성폭력에 관해 용감하게 증언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공소시효가 지나 피의자를 기소할 수 없음으로 인해 주정부의 역량 부족 또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여, 미국 전역의 주들이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늘리거나 폐지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1 급 강간에 대한 공소시효를 삭제했지만, 2 급 

강간 및 3 급 강간에 대해서는 5 년 공소시효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9 년 

Cuomo 주지사는 2 급 및 3 급 강간에 대한 공소시효를 삭제하는 법안 통과를 추진할 

것입니다.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면 피해자가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뉴욕주의 임금 평등법 현대화  

  

2017 년 주지사는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에 뉴욕에서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하고 불공정, 불평등한 임금의 악순환을 깨는 권고안을 제공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주 전역에서 임금 평등 청문회를 실시한 후 노동부(Department of 

Labor)는 지난 봄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즉각적으로 이 보고서의 정책 권고안에 따라 

Cuomo 주지사는 핵심은 뉴욕에서 사업을 하는 민관 고용주들이 채용 후보자들에게 

급여 이력과 봉급에 관해 묻는 것을 금지하는 급여 이력 금지(salary history ban) 

행정명령을 확대하는 프로그램 법안을 소개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Cuomo 

주지사는 올해 임금 이력 요구 금지 법안 통과를 지지했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인종, 

민족, 성별 및 기타 보호된 특징에 근거하여 동등한 임금을 요구하는 “동등한 작업에 

대한 동등한 임금”의 정의를 확대하고, 문제의 복잡성을 인식하는 데 유연성을 

추가하면서 실질적으로 유사한 작업에 대해 동등한 임금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체외 수정(In-Vitro Fertilization, IVF) 및 건강 보험의 생식 보존 적용 범위(Fertility 

Preservation Coverage) 개선  

  

2017 년, 뉴욕주에서는 모든 보험사가 결혼 여부, 성적 취향 또는 성 정체성에 상관 없이 

생식 보존 서비스를 제공해야 했습니다. 2018 년, Cuomo 주지사는 여성 어젠다를 통해 

금융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에 기존 체외 수정(IVF) 보험 보장 

범위를 기존 불임 보장 범위에 통합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올해 Cuomo 주지사는 체외 수정(IVF)에 대한 접근 및 의학적으로 필요한 생식 보존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특히 대형 그룹 보험 

회사들이 체외 수정(IVF)을 보험회사의 적용 대상으로 의무화하고, 대형, 소형, 개별 

그룹 보험 회사들의 경우, 암치료를 받는 여성을 포함하여 특정 건강 상태의 여성을 위한 

난자 냉동 보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해당 법안에는 뉴욕 주민이 

결혼 여부, 성적 취향 및/또는 성 정체성에 상관 없이 이러한 중요한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차별 금지 조항이 포함될 것입니다.  

  

주정부 위원회가 뉴욕주를 대변할 수 있도록 보장  

  



 

 

다양성을 갖춘 지도자들이 뉴욕주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는 인식 하에, 2017 년 Cuomo 

주지사는 지난해 다양성과 포용에 관한 주지사 자문위원회(Governor's Advisory Council 

on Diversity and Inclusion)의 권고에 따라, 다양성을 갖춘 우수 후보자 채용을 가속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 및 시험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의 추진을 포함하여, 주 

정부 인력에서 소수 민족의 수를 늘리는 대담한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주요 주정부 위원회와 대학 위원회 위원 임명 시 여성 위원의 수를 50%까지 

늘려 뉴욕주의 인종 및 민족적 다양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이러한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여성 및 유색 인종 대표성을 증진하고 미래의 다양한 리더십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주지사는 최고 다양성 책임자 및 공직자 지명실에 이사회 위원 지명 모범 사례 및 

전략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할 것입니다.  

  

본 어젠다에는 다음과 같은 제안도 포함됩니다.  

  

생식권 정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뉴욕주 헌법에 성문화  

  

올해 Cuomo 주지사는 2019 년 주의회 회기 첫 30 일 이내에 생식 보건법(Reproductive 

Health Act)을 통과시키고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 원칙을 뉴욕주 법에 

성문화하는 법안에 서명하였습니다. 본 법안은 주민이 자신의 건강과 삶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 전문가가 형사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중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생식 보건법(Reproductive 

Health Act)이 통과되면서, Cuomo 주지사는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 원칙을 

뉴욕주 헌법에 성문화하는 헌법 개정안을 추진하여 뉴욕 주민의 임신중절권을 

영구적으로 보호할 것입니다.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건강한 관계 교육 시행  

  

Cuomo 주지사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실시되는 건강한 관계 교육을 지원하며, 

뉴욕주 교육부(State Education Department)에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 및 

아동가족사무국(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의학 전문가, 교사, 학생 및 

가족과 상의하여 뉴욕주의 보건 기준을 개정할 특별 전담반을 꾸리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해당 보건 기준에는 6~12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한 관계에 관한 

의학적으로 정확한 최신 종합 정보가 포함됩니다. 6~12 학년 교육 지침에는 의학적으로 

정확한 종합 성교육 관려 정보, ‘더 이상은 안 된다(Enough is Enough)’ 법에서 말하는 

동일한 동의의 정의, 데이트 폭력, 부모의 허락 하에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보건 교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기준은 아동가족사무국(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OCFS)이 운영하거나 허가한 모든 주거형 치료 센터에도 적용됩니다. 

모든 청소년 뉴욕 주민은 이들이 안전하고 자율적이며 존중받는 선택을 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성희롱, 성폭력, 십대 데이트 폭력 발생률을 줄일 수 

있는 수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산모 사망률 및 질병율 그리고 인종간 격차 감소  

 

지난 해의 성공과 산모 사망률 검토 테스크 포스 팀(Maternal Mortality Taskforce)의 

권고안에 기반하여, Cuomo 주지사는 뉴욕주의 산모 사망률과 및 인종간 불균형을 

줄이기 위한 일련의 정책을 추진합니다.  

• 주 전역의 의료기관에서의 암묵적인 인종 차별을 줄이기 위한 종합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발족합니다.  

• 뉴욕주 전역의 주요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 의료 종사자 

프로그램(Community Health Worker, CHW)을 확대 실시하여 필요한 

사회적 도움, 정보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 뉴욕주 전역의 산모 사망률 검토 위원회(Maternal Mortality Review 

Board)를 수립하는 법안을 제정합니다.  

• 산모 사망률 및 질병률과 인종간 불균형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여 

주정부, 병원,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목표로 하는 품질 개선 노력을 

지원하고, 뉴욕주 전역에서 산모 사망률을 줄일 수 있는 혁신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합니다.  

• Cuomo 주지사는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에 미국 

산부인과학회(American College of Obstetricians and Gynecologists, 

ACOG)와 파트너십을 맺고, 출산 후 관리 전문가 집단을 소집하여 출산 후 

중요한 시기를 대상으로 한 권고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임산부를 위한 농촌 원격 의료 서비스(Rural Telehealth Services) 홍보  

  

Cuomo 주지사는 뉴욕주 농촌 지역의 고위험 임산부와 산후 환자가 산부인과 전문의를 

비롯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 원격 의료 계획을 

발족하도록 DOH 에 지시합니다. DOH 는 뉴욕주 농촌 지역에서 산부인과 의사 

네트워크 마련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적인 4 가지 계획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농촌 지역의 원격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현지 출산 전후 관리 

센터와 기타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500 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 전국의 전문과들과 함께 출산 전후 원격 진료 서비스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산부인과 전문의를 위한 주요 전략과 진료를 가로막는 장벽에 

대해 간략히 요약합니다. 아울러, 원격 진료 서비스 및 상담을 확대 

제공하고 주정부 전역의 주요 농촌 지역사회의 특수한 요구에 관해 

협의합니다.  



 

 

• 출산 전후 농촌 원격 진료 계획 확대 적용을 장려하기 위해, 병원이 농촌 

보건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개발 프로그램(Rural Health Care Access 

Development Program)에 참여하도록 장려합니다.  

• 농촌 지역을 담당하는 산부인과 전문의의 기술을 접목 및 향상시키기 위해 

프로젝트 에코 텔레멘토링 계획(Project Echo tele-mentoring initiative)을 

수립하기 위한 시범 프로젝트를 마련합니다.  

  

직장에서 모유 수유가 존중받도록 보장  

  

Cuomo 주지사는 모유 수유가 뉴욕주 인권법(New York Human Rights Law)의 적용을 

받는 생식권 관련 조항이며, 이는 고용주가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 

권리임을 분명히 천명하는 법안을 도입할 것입니다. 고용주가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뉴욕주 법률에 따라 차별로 간주되며 고용주는 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청소년 임산부 및 미성년 부모의 교육권 보호  

  

임신 차별 보호 조항이 학교 환경에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Cuomo 주지사는 뉴욕주 

법률의 청소년 임산부 및 미성년 부모 관련 IX 조항을 확대 적용 및 성문화하고, 각 

학교에 결석에 관한 이사회 방침을 검토하도록 권장합니다. 이로 인해 청소년 임산부와 

미성년 부모가 적시에 졸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권리를 알고 사실을 알기(Know Your Rights, Get the Facts) 캠페인 계속 시행  

  

2018 년, Cuomo 주지사는 가족 계획, 임산부 의료 서비스 및 임신중절을 비롯하여, 뉴욕 

주민과 올바른 생식 건강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한 ‘선택권을 알라’ 대중 인식 제고 

캠페인(Know Your Options Public Awareness Campaign)을 발족하도록 DOH 에 

지시하였습니다. 해당 종합 임상 지침은 가족 계획 서비스를 위한 완벽한 기준이며, 

뉴욕주의 모든 여성들이 해당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지사는 2019 년에 이러한 다면적이며 전략적인 인식 고취 캠페인을 

뉴욕주 전역으로 확대 실시할 것입니다. 뉴욕주는 퇴보와 뉴욕 주민의 권리 및 보건을 

위태롭게 하는 것들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본 공공 의식 고취 캠페인은 생식 건강에 

관하여 오도하는 잘못된 의학적 정보가 은밀히 퍼지는 것을 방지하고, 모든 뉴욕 

여성에게 심사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에 대해 알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자궁 섬유종 및 자궁 내막증 연구 및 공공 봉사 캠페인 발족  

  

주지사는 자궁 근종 및 자궁 내막증 관련 인식을 고취시키고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계획을 발족합니다.  

• 첫째, Cuomo 주지사는 뉴욕주립대학교(State University of New York)에 

자궁 근종 및 자궁 내막증의 진단 및 치료 관련 연구를 요청할 것입니다.  



 

 

• 둘째, Cuomo 주지사는 전문가 원탁 회의를 소집하여 자궁 근종 및 자궁 

내막증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고품질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고, 주 전역의 

모든 주민이 치료 서비스를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게 모범 사례 지침을 

배포하도록 DOH 에게 지시할 것입니다.  

• 셋째, DOH 는 여성 및 소녀 위원회(Council on Women and Girls)와 

협업하여 산부인과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시 유색 인종 임산부가 겪는 

인종간 불균형을 줄이고 산부인과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해결책에 관한 

지역사회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마지막으로, DOH 는 이는 가족 계획, 임신, 출산 등, 생식 보건 서비스 

외에도 종합 산부인과 및 1 차 진료 서비스의 인지도, 접근성 및 활용도를 

증진하기 위해 지역사회 기반 의료 서비스 기관에 훈련 과정을 

제공함으로써, 고품질 지역사회 보건 서비스 접근성을 증진하여 여성 및 

산모 건강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이는 2 차 의료 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권리에 관한 정보를 비롯하여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환자 간의 의사소통 

및 존중을 긍정적으로 촉진합니다.  

주 전역 영아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한 수면 캠페인 개시  

  

Cuomo 주지사는 보건부(DOH)와 아동가족사무국(OCFS)에 영아 사망률을 추가로 

줄이기 위한 새 합동 계획 개시를 지시할 예정입니다. 먼저 Cuomo 주지사는 5 월을 영아 

안전 수면의 달(Infant Safe Sleep Month)로 지정하여 안전한 수면 및 위험한 수면 

환경에서의 사망 예방 가능함에 대하여 인식을 높일 예정입니다. 

아동가족사무국(OCFS) 및 보건부(DOH)는 라디오, 텔레비전, 소셜 미디어, 대중 교통, 

주요 교통 허브 게시물 등을 통해 새 대중 인식 캠페인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주정부는 

또한 주 전역 미디어 캠페인을 시행하여 부모, 조부모, 보호자에게 안전한 수면의 우수 

사례를 교육할 것입니다.  

  

보건부(DOH)는 미국 소아과학회(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와 미국 

산부인과학회(American College of Obstetricians and Gynecologists)와 함께 소아과 

의사, 산과 전문의를 비롯한 의료 서비스 제공자로도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아동가족사무국(OCFS) 및 보건부(DOH)는 안전한 수면 키트 배급수를 약 

10,000 가구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안전한 수면 키트에는 안전한 수면 정보가 담긴 문 

걸이, 안전한 수면에 관한 아기 책, 아기가 질식사할 수 있는 담요의 대체품인 안전한 

영아 침대가 들어있습니다. 본 활동은 위험한 수면 사례가 널리 퍼진 지역과 위험한 수면 

때문에 영아 사망률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해당 키트는 노숙자 보호소, 

가정 폭력 보호소, 가출 및 노숙 청소년 보호소, 어머니/아기 프로그램, 가정 방문 

프로그램, 임부 및 새 부모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에 배급될 

예정입니다.  

  

사회 정의  

  

평등권 수정안(Equal Rights Amendment) 통과  



 

 

  

최근 연방 정부가 성평등을 공격함으로써 수십 년 동안 잘못된 방법을 바로잡는 것과 

뉴욕의 헌법이 뉴욕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 실패하며 전례 없이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해 Cuomo 주지사는 뉴욕주 헌법(New York State Constitution) 

제 1 조 제 11 항에 보호된 범주로 성을 추가하기 위해 평등권 수정안(Equal Rights 

Amendment)을 다시 한 번 통과시키도록 시도할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뉴욕주 헌법 

제 1 조 제 11 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뉴욕주 헌법 또는 그 하위 법률의 

평등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신념 또는 종교로 인하여 

다른 사람, 회사, 법인, 기관, 주 또는 주의 관공서 또는 하위 기관에 의한 차별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  

  

가정 폭력 생존자 정의법 통과  

  

제나의 법(Jenna's Law)은 현재 판사들이 일부 경우에 생존자들에게 부정기형을 

집행하도록 허가하나 그 이상은 허가하지 않습니다. 제나의 법(Jenna's Law)은 

학대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고 학대가 해당 범죄의 요인이며 학대자가 범죄자의 

가족이어야 합니다. 이는 학대자에 의한 강압으로 저지른 범죄와 학대자가 생존자의 

가족이 아닌 경우 학대자의 지시로 저지른 범죄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는 더 의미 있는 감형을 포함하고 가정 폭력범에 의해 

자행된 범죄뿐만 아니라 가정 폭력범의 지시에 의해 자행된 범죄를 포함하는 제나의 

법(Jenna's Law)에 근거한 가정 폭력 생존자 정의법(Domestic Violence Survivors 

Justice Act) 통과를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이 법에 준해 수감된 생존자 중 자격 있는 

소수는 이전의 피해로 인한 재판결 및 조기 석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 폭력 

생존자 정의법(Domestic Violence Survivors Justice Act)으로 뉴욕은 중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학대로 지친 생존자들이 오랫동안 직면해온 부당함을 

해결하고 생존자들이 다시 피해자가 되거나 재수감될 가능성을 줄일 것입니다.  

  

가정 폭력 예방을 위한 새 모델 수립  

  

Cuomo 주지사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 보호소의 일부 비용을 책임져야 하는 

오래된 정책을 폐지하고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소를 찾을 때 공적 부조를 신청해야 

하는 조건을 없애는 법안을 발의할 것입니다. 안전한 장소에서 보호소로 이동하는 등 

응급 서비스를 받는 데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주지사는 또한 전국에서 가장 빨리 

반응하고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가정 폭력을 없애려는 주정부의 목표로 주 기관에 

가정 폭력 지원금을 전체 검토하라고 지시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또한 

가정폭력방지국(Office for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피해자 지원국(Office 

of Victim Services), 캠퍼스 안전국(Office of Campus Safety)을 통합하라고 지시할 

예정입니다. 해당 통합으로 불필요하게 각 기관의 운영 및 자금 흐름을 제한하는 법 

장애물이 없어지고 현재 기관에 없는 계획용 영구적 구조를 제공하며 주정부가 연방 

지원금 기회를 완전히 활용하여 피해의 인식을 높이고 피해자 서비스를 확대하는 

활동을 용이하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지사는 앞으로 개혁을 지속하기 위해 주 기관 대표 및 지역 

이해당사자들로 구성된 대책 위원회를 임명하여 뉴욕주 가정폭력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검토하고 개선 사항을 작성하도록 지시할 것입니다. 해당 대책 위원회는 가정폭력 주 

자원금의 흐름을 담당하여 가능한 경우 가정폭력 서비스 제공 기관이 가정폭력 원인과 

효과 모두를 더욱 적절히 다루고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며 효율성을 인식하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재구조화로 제공기관 및 주 기관의 보고 부담을 줄이고 주정부가 우수 

사례기반으로 종합적 지원금 전략을 만들 수 있으며 지원금 제공기관에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별적 요구를 충족하는 유연성을 주고 더욱 효과적인 프로그램 평가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보복 포르노물 불법화  

  

Cuomo 주지사는 개인의 웰빙 또는 명예를 해치려는 의도로 성적 사진 또는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불법화하려는 과거의 법적 노력에 기반하여 

해당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이 새로운 법안으로 해당인이 성적 자료가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는 타당한 기대를 가지고 합의에 의하여 공유한 자료의 불법 유포를 금지할 

것입니다. 특히 해당 범죄는 A 급 경범죄로 성적 사진 또는 동영상을 유포한 모든 사람이 

최대 1 년 징역형 또는 3 년의 보호 관찰형을 받을 것입니다. 둘째, 새 법안으로 피해자는 

개인적 사진을 웹사이트에서 제거하고 불법 유포로 인한 피해 금액을 배상하는 법원 

명령을 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지사의 조치로 용납할 수 없는 학대의 

형태로부터 취약한 뉴욕 주민들을 추가로 보호하며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한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인권법(Human Rights Law)의 보호 대상을 뉴욕주 전 지역의 모든 공립학교 학생들로 

확대  

  

2012 년 뉴욕주 상소법원(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은 공립학교는 

인권법(Human Rights Law)에만 따른다고 판결했으며, 주정부 인권국(State Division of 

Human Rights)은 공립학교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이나 희롱 또는 기타 차별 행위에 대한 

신고 건을 수사할 권한을 상실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다시 한 번 이러한 부당함을 

없애고 모든 공립학교 학생들을 차별에서 보호하기 위해 인권법(Human Rights Law) 

개정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뉴욕주에 거주하는 모든 학생들은 차별 또는 괴롭힘 없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강간 피해자 보호법(Rape Shield Law) 내 차이 제거  

  

강간 피해자 보호법(Rape Shield Law)은 성폭력 피해자가 재판소에서 정의를 추구할 때 

자신의 성적 과거가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중요 보호책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현재 

뉴욕의 강간 피해자 보호법(rape shield law)은 많은 이들 중 특히 피해자가 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은 보호받지 못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행법은 성매매 범죄 피해자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성매매 유죄를 받은 피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자격을 주기 위해 Cuomo 주지사는 2019 년에 그러한 차이를 

없애는 법안을 발의할 것입니다.  

  

경제 정의  

  

뉴욕주의 임금 평등법 현대화  

  

2017 년 주지사는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에 뉴욕에서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하고 불공정, 불평등한 임금의 악순환을 깨는 권고안을 제공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주 전역에서 임금 평등 청문회를 실시한 후 노동부(Department of 

Labor)는 지난 봄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즉각적으로 이 보고서의 정책 권고안에 따라 

Cuomo 주지사는 핵심은 뉴욕에서 사업을 하는 민관 고용주들이 채용 후보자들에게 

급여 이력과 봉급에 관해 묻는 것을 금지하는 급여 이력 금지(salary history ban) 

행정명령을 확대하는 프로그램 법안을 소개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Cuomo 

주지사는 올해 임금 이력 요구 금지 법안 통과를 지지했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인종, 

민족, 성별 및 기타 보호된 특징에 근거하여 동등한 임금을 요구하는 “동등한 작업에 

대한 동등한 임금”의 정의를 확대하고, 문제의 복잡성을 인식하는 데 유연성을 

추가하면서 실질적으로 유사한 작업에 대해 동등한 임금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뉴욕 가치에 불을 밝힐 대표 및 기업 투명성 대책 위원회(Representation and 

Corporate Transparency Task Force) 생성  

  

주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회사가 뉴욕 가치를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 2019 년 Cuomo 

주지사는 대표 및 기업 투명성 대책 위원회(Task Force on Representation and 

Corporate Transparency)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해당 대책 위원회(Task Force)는 

비즈니스 및 지역사회 리더로 구성되어 인력 다양성, 동등 임금, 기업 리더십의 다양성 

등 중요 사안에 대하여 기업 투명성을 보장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주정부의 개입을 

결정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주무부(Department of State),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에 인권국(Division of Human Rights)과 함께 뉴욕주에서 사업하는 회사에 

존재하는 현재 성별 및 인종 불평등 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것을 지시하여 대책 

위원회의 권고사항 및 민간부문에서 다양한 리더십을 장려할 향후 주정부 조치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대책 위원회(Task Force)는 2020 년에 필수 법안이 고려될 수 

있도록 2019 년 말까지 권고사항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뉴욕 보육 인프라 투자  

  

올해 Cuomo 주지사는 모든 뉴욕 주민에게 신뢰할 수 있고 가격이 합리적인 보육 

서비스를 확대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방안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노동력 참여를 증가시키며 동시에 뉴욕 어린이들에게 고품질 보육 서비스와 

교육을 보장할 것입니다.  



 

 

• 고품질 보육 서비스 제공 보장: 보육 서비스 보조금을 받는 가정이 계속 

고품질 보육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는 2,600 만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여 보조금을 늘릴 예정입니다. 이로써 저소득 가정은 

합리적인 가격의 정규 보육 서비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 지역적 전략 투자: 뉴욕주의 경제 전략 계획을 촉진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는 지역 경제 개발 협의회(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s, REDCs)에 보육 서비스를 2019 년 전략 계획(Strategic Plans) 

우선 사항으로 포함시킬 것을 지시합니다. 2019 년 지역 경제 개발 

협의회(REDC) 가이드북(Guidebook)은 지역별 보육 서비스 필요사항, 

지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가격이 합리적인 보육 서비스의 중요한 영향을 

고려해야 하며 질 좋고 경제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을 늘리도록 지역에 

맞는 전략을 만들어야 합니다.  

• 보육 서비스 직원 장학금 런칭: 보육 서비스 직원 채용 및 유지는 신뢰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뉴욕에는 유아기 교육 

인력이 84,000 명 이상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기타 

보육 서비스 환경에서의 기회 때문에 직원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약 

65%의 보육 서비스 직원들의 가족은 한 개 이상의 공공 소득 보조금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Cuomo 주지사는 뉴욕주 면허를 받은 보육 

서비스 시설에 자격을 갖춘 직원을 끌어 모으고 유지하기 위해 일주일에 

주 면허를 받은 보육 서비스 시설에서 최소 20 시간을 일하는 파트 타임 

학생을 위한 보육 서비스 직원 장학금을 만들어 뉴욕 주립 대학교(SUNY) 

또는 뉴욕 시립 대학교(CUNY)의 학비를 보장할 것입니다. 파트 타임으로 

일하며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가족과 교사들에게 이득이며 안정적인 

인력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보육 서비스용 공동원서 수립: 뉴욕주 전역의 가족은 보육 서비스를 받기 

위해 개별 서비스 제공기관에 전화하여 가격과 자리가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이러한 지루한 과정 때문에 바쁜 부모는 같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전화를 계속 해야 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아동가족사무국(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에 보육 서비스 

자원(Child Care Resource) 및 소개 기관(Referral Agencies)과 함께 

작업하여 국내 최초 보육 서비스용 공동원서를 만들게 지시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자녀의 보육 서비스를 찾는 가족이 여러 원서를 작성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아동가족사무국(OCFS)은 주 전역에서 해당 

원서가 사용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가족 역량 증진 커뮤니티 칼리지 시범 프로그램 개시  

  

Cuomo 주지사는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밑바닥 일자리를 없애기 위해 한부모가 

뉴욕 주립 대학교(SUNY) 및 뉴욕 시립 대학교(CUNY) 커뮤니티 칼리지 캠퍼스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맞춤 지원을 제공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이 혁신적 

프로그램은 연간 최대 400 명의 부모를 3 년 동안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가자들은 

캠퍼스 보육 서비스, 집중적 개인 조언, 과외, 직업 상담 등 교육적 지원, 4 년제 학교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도움 등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은 한부모가 

고등 교육 기회를 갖도록 보장하고 스스로와 자녀가 가난에서 벗어나게 도울 것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방과 후 프로그램(Empire State After-School Program) 확장  

  

Cuomo 주지사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방과 후 프로그램(Empire State After School 

Program)을 통하여 아이들이 방과 후에 갈 수 있는 안전하고 지원적인 장소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지난 2 년 동안 수요가 높은 지역사회에서 질 좋은 방과 후 

프로그램 28,125 개를 만드는 데 4,500 만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안전한 장소가 필요한 

모든 아이가 장소를 제공받도록 보장하기 위해 주지사는 주 전역 수요가 높은 

지역사회에서 프로그램을 6,250 개 더 만드는 데 1,000 만 달러를 추가로 제공할 것을 

제안합니다. 올해 지원금은 범죄 조직 관여율이 높은 지역에 우선으로 제공할 것이며 

노숙 학생, 방과 후 갈 안전한 장소가 없는 기타 학생들에게 집중하여 제공할 것입니다.  

  

스마트 스타트(Smart Start)를 통해 컴퓨터 과학 교육에 투자 지속  

  

2018 년 Cuomo 주지사는 스마트 스타트 프로그램(Smart Start Program)을 

개시함으로써 컴퓨터 과학에 가장 많이 투자했습니다. 스마트 스타트(Smart Start)는 

컴퓨터 과학 및 기술 분야의 교사 지원 및 자원을 제공하여 특히 빠르게는 유치원부터 

시작하여 고등학교를 통해 연속적으로 가장 어린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고품질의 컴퓨터 

과학 교육을 확대합니다. 주지사는 또한 21 세기에 맞는 컴퓨터 과학 및 기술 표준을 

재활성화시키기 위해 주 교육부(State Education Department)에 모델 컴퓨터 과학 

표준을 개발할 프로젝트 팀을 만들 것을 지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성별 격차를 계속해서 줄이기 위해 더 많은 학교가 스마트 스타트 

프로그램(Smart Start program)에 참여할 수 있도록 FY20 에 600 만 달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해당 지원금은 새 컴퓨터 과학 기준 및 기타 코스 달성과 함께 차세대 여자 

아이들이 컴퓨터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 성공할 준비가 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주 최초 청소년 협의회(Youth Council) 개설  

  

주지사는 청소년의 민주주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주 최초 청소년 협의회(Youth 

Council)를 만들 것입니다. 해당 협의회는 각 카운티를 대표하는 13 세에서 21 세 청소년 

62 명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2 년 동안 활동하며 주지사 및 정책 

입안자들에게 젊은이들이 처한 중요 문제에 대하여 지원활동 및 대화 전략 등 조언을 할 

것입니다. 협의회는 일 년에 최소 세 번 만나 교육, 청소년 사법, 환경, 시민 참여에 관한 

정책 권고안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젊은 여성과 여자 아이들에게 특정된 문제들, 특히 

사이버 폭력, 성폭행, 성추행, 여성 역량 증진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하위 위원회를 만들 것입니다.  

  

“2019 년 당신이 그것을 볼 수 있다면, 당신은 그것이 될 수 있습니다”(If You Can See It, 

You Can Be It)—정부 내 소녀(Girls in Government)  

  



 

 

Cuomo 지사는 8-12 학년 여학생들에게 정부와 공공 정책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초당적인 프로그램인 정부 내 소녀(Girls in Government)라는 신규 프로그램을 통해 

소녀들이 정치를 통해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원 및 공공 정책의 도구를 소녀들에게 소개하고, 개인적으로나 

지역사회에서 소녀들에게 중요한 공공 업무 및 문제에 대해 그들을 교육할 것입니다. 

그들은 주정부의 내부 활동을 직접 목격하고 선출직 공무원 및 고위 직원을 만날 

것입니다. 청소년이 세계관을 키울 기회를 갖고 시민 참여를 뒷받침하는 원칙을 

이해하며 세계 시민이 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어린 여자 

아이들에게 고정관념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줄 뿐만 아니라 결정 과정에서 청소년의 

목소리를 키울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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